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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브라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천연림] 벌채허가증(AUTEX / AUTEF)
※ 발급기관 : 연방 환경청(IBAMA) 또는 주 환경청(SEMA) 

첨부 4

- [인공림] 벌채신고서
 ※ 발급기관 : 주 환경청(SEMA) 

 * (특수종) 난요우스기, 마호가니는 벌채허가서 필요

첨부 5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 ‘17년 기준 전체 산림 중 약 1.3%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

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CERFLOR 인증서

 * ‘17년 기준 전체 산림 중 약 0.7%가 CERFLOR 인증을 받음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

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

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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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

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

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운송허가서

 ①  DOF(천연림): 원산지산림증명서

 * [발급기관: 연방환경청(IBAMA) 또는 주환경청(SEMA)]

첨부 8

※ <파라주, 마토 그로소 주> 

 ① GF1(천연림, 인공림): 원목 운송허가증

 * [발급기관 : 주 환경청(SEMA)] 

첨부 6

 ② GF3(천연림, 인공림): 목재제품 운송허가증

 * [발급기관 : 주 환경청(SEMA)] 
첨부 7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인공림 내 외래수종: 유칼립투스, 소나무류 등] 

① 환경준수증명서

② 불규칙활동증서(산림소유자)+원목판매송장(산림소유자와 가공‧수출업

체 간 거래)

③ IBAMA 수출허가서

④ 조림면허(해당 수종에 대한 조림 면허만 인정)

 * 발급기관 : 연방환경청(IBAMA) 또는 주 환경청(SEMA)/ 산림 규모와 

장소에 따라 발급기관이 달라짐

첨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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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환경준수증명서 – 업체가 환경 및 산림법을 준수함을 일정기간 동안 인정]

발급일자 만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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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불규칙활동증서 - 사유림 소유자가 조림활동을 보고하였음을 확인]

유효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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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수출허가서]

수출 면장 번호

신 청 인

기술부 관리번호

QR코드

신청인(법인번호)

송장번호/ 수량/ 목적지



- 6 -

[첨부4. 벌채허가증(AUTEF 및 AU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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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벌채허가증(AUTEF 및 AUTEX)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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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벌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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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벌채 신고서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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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원목운송허가증(G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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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원목운송허가증(GF1)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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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7. 목재제품운송허가증(G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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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7. 목재제품운송허가증(GF3)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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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8. 원산지산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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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8. 원산지산림증명서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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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가이드라인

산림법 및 집행기관

브라질에서는 목재생산이 세 개의 공식 목제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제된다. 연방

정부가 수립한 주요 시스템은 브라질 환경부가 2007년에 도입하여 브라질의 대

부분의 주가 도입한 원산지산림증명서(Documento de Origem Floresta-DOF)이다.

하지만 두 개의 주(파라와 마토 그로소)는 Sisflora라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 주들은 브라질에서 생산된 열대목재의 70% 이상을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개의 시스템은 서로 유사하고(표1 참고) 벌채, 운송, 가공 및 

목재제품의 상용화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들의 핵심은 모든 

활동을 문서로 기록하고, 망을 통해 목재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삼림관

리규제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필수 서류

      

Forest of Origin: 원산지 산림 GF1/DOF Processing facilities: 가공공장 GF3/DOF Importer: 수출업체 GF3/DOF 
Trading exporter: 교역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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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원산지 산림 및 목재벌채

브라질에서 목재추출은 공유지(국가산림 내 목재벌채) 또는 사유지에서 발생한

다. 추출허가 절차는 산림이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관할 주환경청이 발행한 벌채 허가서(허가서가 연방환경청(IBAMA)에서 

발행되는 연방 산림제외)를 통해 연간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벌채 허가서는 파라 주와 아마조나스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AUTEX(Autorizacao de Explorcao Florestal)라고 불린다. 파라 주에서는 AUTEF

이고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허가서가 LO(운영면허)라고 불린다. 

2. 목재가공 활동

제재소는 운영을 위해 운영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필수 면허 없이 운영되는 제

재소는 환경청의 벌금과 통상금지조치의 대상이 되고, DOF/Sisflora 시스템 접근

이 차단된다. 

또한, 제재소는 DOF 시스템(또는 마라 주와 마토 그로소 주의 경우에는 Siflora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재소는 DOF/Sisflora 시스템에 매일 모든 인수 및 

납품 목재와 목재제품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품 및 수종별 가공 활동의 모든 

투입과 생산량을 등록해야 한다. 

브라질 산림 부문에서 합법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목재추출허가서(AUTEX 또는 AUTEF),

● 제재소 운영면허,

● 목재운송허가증(GF 또는 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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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목재규정이 설정한 각 제품 당 최대 보존율을 준수하여, DOF/Sisflora 시

스템에 가공 활동을 등록해야 한다1). 따라서 제재소의 목재 및 목재제품의 물리

적 재고는 각 제품 및 수종 당 시스템에 등록된 수량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 검

사 시, 물리적 재고가 시스템에 등록된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소

는 벌금과 통상금지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시스템은 시스템에 충분한 수량

이 등록된 경우에만 주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3. 교역 활동

브라질은 멸종위기 수종(CITES 및 기타)을 제외하면 목재제품 수출에 특정 면허

나 허가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토착종 목재 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조림수목의 

목재(예. 아라우카리아, 티크 등을 제외한 유칼립투스, 피누스)는 수출할 수 있

다. 

목재수출 회사는 DOF 시스템에 수출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국제교역(수입/수출)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RADAR이라

는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4. 목재 운송

브라질 내 목재 운송에는 Guia Florestal(파라 주와 마토 그로소 주에서는 

“GF”)라는 목재운송허가증 또는 원산지산림증명서(모든 주에서 “DOF”)가 

필요하다. 

DOF는 모든 유형의 목재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GF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1) IN Ibama n. 21/2014 (www.ibama.gov.br/sophia/cnia/legislacao/IBAMA/IN0021-231214.pdf), as
amended by IN Ibama 9/2016 (www.ibama.gov.br/sophia/cnia/legislacao/IBAMA/IN0009-121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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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1 – 원산지 산림에서 제재소까지 원목을 운송하기 위한 허가증.

● GF3 – 절단되거나 가공된 목재제품 운송을 위한 허가증. GF3은 또한 목재가 

수출될 때 발행되며, 이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이름과 목적지 국가명이 포함된다. 

이 문서들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므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 문서들이 공식 정부 목재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된다고 해서(즉, 문

서 자체가 거의 위조되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가 항상 실제와 일치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 교역자들은 문서가 불법을 감

추고 있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이 문서의 실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한

다. 

이 문서들의 샘플이 포함된 정보와 데이터의 진위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주요 점

검 유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다. 

주요 사기유형

브라질에서 예상되는 주요 사기유형은 세 개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2). 

1. 불법벌채 및 목재절도: 여기에는 허가서가 없는 벌채, 벌채 허가서에서 인가

된 양보다 많은 양의 추출, 허가서에 명시된 수종과 다른 수종의 혼합 추출

(즉, 가장 취약한 수종 선호)이 포함된다. 

2. 불법목재가 ‘공식적’인 것처럼 만드는 문서 경로를 구축하는 정부의 목재

관리시스템관련 문서 사기. 여기에는 도난당한 목재를 세탁하기 위한 신용장

을 만들기 위해서 벌채된 적이 없는 지역들에 대한 허가서를 취득하는 것, 시

스템에 인가된 가치가 있는 수종들의 수량을 늘리기 위한 산림자원조사의 저

2) 2016년 BVRio 참고. 열대목재 부문의 불법을 감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용. BVRio Institute, Rio de Janeiro. 
(www.bvrio.org/publicac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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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품, 제재소에서 보존율을 높이는 것(가공된 목재 하류부문에 수량이 많다는 

신용장을 만들기 위함)과 거짓 신용장을 만들기 위해 공식 시스템을 조작하

는 것(주정부 공무원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이 포함된다.  

3.  산림, 제재소 또는 판매장에서 운영상의 불법 및/또는 부정: 여기에는 고용

법 위반(노예 노동 포함), 유효한 면허가 없는 운영과 탈세가 포함된다.   

처음 두 개의 유형(1번과 2번)은 서로 보완적이다. 

첫 번째 유형 – 도난당한 목재는 후속 가공, 운송 및 상용화에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두 번째 유형을 동반하게 된다. 사실, 목재의 특정 배송물을 검증할 

수 없는 당사자들이 계좌의 잔액을 위해 제3자로부터 신용장을 취득할 수 있도

록 하는 불법 신용장 시장이 존재한다. 불법벌채가 시스템에 들어오면, 집행기

관, 세관 및 정부공무원들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거짓 합법성의 연막을 얻게 

된다. 

운영상의 부정과 관련된 사기의 세 번째 유형은 꼭 목재절도와 연관되지는 않는

다. 하지만 불법목재를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다른 법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이, 불법 운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부정한 다른 활동들에도 

관여하곤 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해당 당사자들의 실적과 이들의 다른 벌채작

업의 과거 실적 조사를 통해 한 장소에서의 불법벌채를 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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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 개의 브라질 공식 목재관리시스템이 요구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추

출, 가공, 운송 및 판매와 관련한 주요 문서.  

시스템
DOF

(원산지산림증명서)
Sisflora Mato Grosso Sisflora Para

포함 지역

마토 그로스 주와 파라 주를 

제외한 브라질의 모든 주.

Ibama가 관리

마토 그로소 주

SEMA 마토 그로소가 관리

파라 주

SEMA 파라가 관리

산림

산림관리계획

수년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벌채지역을 위한 계획. 산림기사가 작성하고 주의 

환경부장관이 승인해야 함(SEMA/OEMA)

POA(연간운영계획)

개별 수목, 벌채도로 및 원목 유치대를 포함하여, 벌채되는 지역의 상세한 

산림자원조사를 제공하는 연간운영계획

AUTEF(산림추출허가증)

SEMA가 발행한 1년 기한의 벌채 허가서. 기간 동안 

추출이 인가되는 수종 및 수량 명시.  

AUTEX(산림추출허가증)

SEMA가 발행한 1년 기한의 

벌채 허가서. 기간 동안 

추출이 인가되는 수종 및 

수량 명시3). 

운송

DOF(원산지산림증명서)

온라인 공식 시스템을 통해 

벌채회사가 발행한 

목재제품의 운송면허. 

GF

제품 유형별 목재운송면허:

GF1 – 원목 운송

GF3 – 기타 목재제품. 또한, DOF는 목재제품이 주들 간 

운송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제재소

LO(운영면허)

운영면허.

DOF 시스템 관련 재고관리 

및 보존율 시스템. 제재소는 

투입 및 생산량과 다양한 

제품들과 관련한 보존율을 

기록해야 한다. 

LF(임업면허)

임업면허

LA(환경면허)

운영면허. 

Sisflora 시스템 관련 

재고관리 및 보존율 

시스템. 제재소는 투입 및 

생산량과 다양한 제품들과 

관련한 보존율을 기록해야 

한다. 

LAU

환경면허. 

Sisflora 시스템 관련 

재고관리 및 보존율 시스템. 

제재소는 투입 및 생산량과 

다양한 제품들과 관련한 

보존율을 기록해야 한다. 

판매

전자회계

국가의 모든 판매와 세금 납부액을 기록하는 브라질 국세청의 연방 디지털 

인보이스/영수증. 

3) 일부 예외와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마조나스 주의 SEMA는 AUTEX를 발행하지 않고, 벌채 허가서
는 산림의 운영면허(Licenca Operacional)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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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류 샘플 및 읽는 법

1. AUTEF와 AUTEX:

AUTEF 읽는 법

상기 파라 주의 벌채 허가서(AUTEF)

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AUTEF 번호와 유효기간,

2: 산림기사 이름과 전문가 등록번호,

3: 토지 소유자 이름,

4: 관리계획 소유자 이름,

1. 6, 7: 벌채가 인가된 토지의 위치 

및 세부사항,

8: 제거가 인가된 목재의 수량 요약

AUTEF를 읽을 때 알아야 할 것:

AUTEF의 2페이지는 벌채지역의 지도

와 위성사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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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EF 읽는 법

AUTEF의 2 페이지는 벌채지역의 지

도와 위성사진을 제공한다. 

AUTEF를 읽을 때 알아야 할 것:

AUTEF는 다른 출처에서 온 불법벌채 

구매를 세탁하는 계정을 만들기 위해 

취득되곤 한다. 

위성사진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 하

면 해당 지역이 허가서에 따라 조사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AUTEF는 이미 벌채된 지역들에서 인

가되거나, 공유지, 토착 보존지역 또

는 보호지역에서 중복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AUTEF에서 제공된 이

미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미지의 날

짜가 더 빠른 날짜(예. 벌채 이전)를 

나타내기 위해 조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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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EF 읽는 법

AUTEF의 3페이지는 제거가 인가된 

수종 및 수량의 상세목록을 제공한다. 

AUTEF를 읽을 때 알아야 할 것:

1: 가치가 있는 수종의 수량은  사실

상 관측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량

으로 과장되곤 한다. 이러한 추가 수

량은 다른 출처에서 추출된 목재를 

‘세탁’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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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ia Florestal(GF):

Guia Florestal(GF) 읽는 법

GF(파라 주와 마토 그로소 주에서 사

용하는 목재운송허가증).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한다. 

1: GF 유형. 이 경우, GF1, 원목을 산

림에서 제재소까지 운송하기 위한 허

가증,

2,3,4: GF 번호와 해당 전자 세금계산

서,

5: 발송 당사자(판매자) 이름 및 주소,

6: 수령 당사자(구매자) 이름 및 주소,

7: 운송된 제품의 수종, 수량 및 가격,

8,9,10: 운송 경로 및 일자 세부사항,

11,12: 문서 유효기간과 바코드. GF는 

합법성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

해 BVRio의 목재합법성 앱에서 검증

할 수 있다

(see www.bvrio.org/timber).  

GF를 읽을 때 알아야 할 것: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은 반드시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산림 소유주

가 일반적으로 제재소에게 대가를 받고 사기성 GF를 발행하기 때문에, 제재소는 서류 없이도 

구매한 목재의 수량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는 GF 자체에서 파악될 수 있다(예, 일반적

이지 않은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기들은 운송된 수종을 틀리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수종과 호

환되지 않는 가격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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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F:

DOF 읽는 법

(MT와 PA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라질 

주에서 사용되는 목재운송허가증).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2: 번호와 판매자의 기술등록번호,

3 ~ 11: 판매자 주소,

12: DOF 인가번호,

13: 인가가 발행된 운영 유형(예. 산림

관리계획),

14 ~ 17: 운송될 제품의 유형, 수량 

및 가격,

18에서 28: 구매자 이름 및 주소,

29에서 32: 차량 세부사항,

33: 전자 인보이스 번호,

34: 인가 유효기간(일자),

35: 계획된 경로.

DOF를 읽을 때 찾아봐야 하는 것:

G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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